2017학년도 2학기 군휴학생 원격수업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안내사항
❍ 신청대상 :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전·의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기간 : 2017. 8. 16.(수) ~ 9. 7(목) / 취소기한 2017. 9. 7.(목)
❍ 신청방법 :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http://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
에서 신청
❍ 신청학점 :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동안 최대 6학점 이내
❍ 신청방법 : 수강과목 선택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 수업료 : 1학점당 40,500원(계절학기 수업료와 동일), 나라사랑포털에서 수강신청시
군인공제회 사이버머니 충전 후 수업료 납부
※ 신청시 수수료(11,000원)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며, 10월 초 본인의 사이버
머니 계좌로 국방부 지원금(11,000원)이 환급될 예정
❍ 수강방법 : 서울대학교 SNUON(http://snuon.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 취소방법 : 나라사랑포털에서 직접 취소
❍ 학점인정 : 복학한 학기 종강일 전까지 포털 mySNU(http://my.snu.ac.kr) - 학사
정보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인정신청에서 [군휴학 원격수업]을 인정 신청
※ 학점인정을 원치 않는 경우 인정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복학학기 종강일
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학사과(02-880-5042)에 문의하여 별도 조치

주의사항
❍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1/4선(2017. 9. 25.(월)) 이전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원격수업 수강신청시 미승인 처리)
❍ 원격수업→일반강의 재수강은 가능하나, 일반강의→원격수업으로 재수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신청내역은 승인되지 않으므로 유의
❍ 학점인정 승인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점은
누적평점에 합산되지 않음(국내·외 교환학생 취득학점 인정사항과 동일)

2017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개설강좌
교과목번호

개설학과

교과목명

교과구분

담당교수

041.029(002)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말과 마음

교양

이성은

042.043(002)

음악대학 작곡과

음악의 원리

교양

전상직

046.010(002)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의 세계

교양

김희준

047.019(002)

의과대학 의학과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

교양

정천기

200.105(006)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원론 1

전선

이준구

※ ‘경제원론 1’은 경제학부 주전공 또는 다전공자가 아닐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선정되며, 상기 교과목은 2017학년도 2학기 선정 강좌임

수강신청 방법(나라사랑포털 안내사항 발췌)
① 나라사랑포털(http://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 메뉴를 선택

② 소속 대학의 강좌 리스트에서 학기와 학칙 확인 후 희망 과목 선택

③ 강좌 상세내역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④ 서울대학교 SNUON(http://snuon.snu.ac.kr) 접속 후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⑤ SNUON에서 교과목 안내사항에 따라 과제 또는 시험 진행 후
학기 종료시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성적 확인.
복학 후에 mySNU를 통해 원격수업 이수내역 학점인정 신청

